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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설명서 정보

(주)재원씨앤씨 아이로드 블랙박스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설명서는 블랙박스 동작 설명 및 조작방법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본 사용설명서는 아이로드 TR7 모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편집상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이로드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road.kr 입니다.
   글로벌 홈페이지 주소( 글로벌 - www.iroadkr.com / 싱가폴 - www.iroad.sg / 홍콩 - www.iroad.hk / 말레이시아 - www.iroad.my )

- 홈페이지를 통해 전용뷰어, 최신 펌웨어 및 사용설명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품을 불법적인 경로로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재원씨앤씨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은 차량 사고 영상을 녹화 및 저장하며 저장된 영상을 활용하지만 모든 사고 영상이 녹화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충격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 순간은 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의 녹화 영상은 정황을 판단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주)재원씨앤씨는 사고로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 및 지원

- 본 사용설명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모든 권리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용설명서의 무단 복제, 복사, 수정 및 번역을 금지합니다. 

- IROAD 아이로드는 재원씨앤씨의 등록상표입니다. 아이로드의 제품디자인, 상표, 상품홍보 등 아이로드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재원씨앤씨에 있습니다. 허가 없이 관련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



2. 주의사항

- 정격 전압 이외의 전압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 및 폭발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인해 차량 손상 및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임의로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 및 폭발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인해 차량 손상 및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전자제품 부착시 제품 전원선이 잘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또한 손상되거나 개조된 전원 케이블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조사에서 공급된 전원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 상시전원케이블 설치는 임의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제품 및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설치기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전원 관련

- 운전자 운행 중 시야에 방해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차량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케이블 연결 시 케이블들을 바르게 꽂아 사용해 주십시오.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관련

- 운전 중 제품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사고의 원인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주정차한 후 조작하십시오.
- 제품 외관이나 렌즈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액체를 닿게 하지 마십시오.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작 중인 제품을 천으로 덮거나 다른 장비로 막지 마십시오. 가열되어 화재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내부에 발생된 온도로 인하여, 접촉 부위에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터널 진입이나 진출 시, 역광이 심한 낮 또는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밤에는 녹화 영상의 화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전면유리 및 후면유리에 과도한 선팅이 되어 있는 경우 녹화된 영상이 희미하거나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사용 시 최적의 온도를 벗어날 경우, 성능이 저하되거나 녹화 영상의 화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용 관련



3. 주의사항

-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 등 온도가 높은 곳에 장시간 사용 시 제품의 전원을 분리하여 주십시오. 고장 및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운행 전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펌웨어 업그레이드 중 메모리카드를 분리하거나, 전원 및 차량에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고장 및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관련

- Micro SD 메모리카드는 소모성 제품으로 메모리의 특성상 읽기, 쓰기 수명이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 시 녹화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제품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메모리카드를 삽입하거나 분리하십시오.
   제품 동작 중 메모리카드를 분리하거나 삽입할 경우 데이터 손실 또는 메모리카드나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보관이나 이동 시 정전기 및 외부 전압에 의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으니, 메모리카드 케이스에 보관 하시길 바랍니다.

- 고온 다습한 장소나 부식의 염려가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 및 보관을 피하십시오.

- 타사의 메모리카드를 사용할 경우 호환성 및 저장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재원씨앤씨 아이로드 정품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메모리카드는 소모품이며, 메모리카드 보증기간은 구입 후 6개월입니다. (상시전원케이블 등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카드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Micro SD 메모리카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월 2회 정기적으로 저장 영상을 확인하고 포맷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용뷰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드라이브 포맷 기능 사용을 권장합니다.)

- Micro SD 메모리카드 안에 제공되는 TR7 전용 프로그램과 녹화된 영상 이외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삭제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메모리카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장착 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Micro SD 메모리카드를 처음 장착하거나 포맷 후에 장착하는 경우 메모리카드의 용량의 따라 3~5분 정도의 점검 및 데이터 생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동작 중에 전원을 끄거나 Micro SD 메모리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Micro SD 메모리카드 주의 사항



4. 제품의 특징

Wi-Fi 지원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과 저장 영상을 
확인 및 재생하며, 설정 및 펌웨어 자동 업그레이드 지원

고화질 전후방 HD 해상도 지원
전방 : Full HD 1920x1080p 30프레임
후방 : HD 1280x720p 30프레임

3.5인치 터치 LCD 탑재
3.5인치 터치 LCD
간결한 GUI 구성으로 편리한 사용

고사양을 지원하는 강력한 하드웨어
ARM Cortex-A7 MP-Core Processor V3

메모리 카드 자동 복구 기능
메모리카드 자동 복구 기능
녹화 데이터 오류 시 자동으로 복구

상시전원(저전압차단) 기능 내장
차량 배터리 보호를 위해 일정 전압 후 자동으로 차단하는
상시전원(저전압차단) 장치 내장

HARD
WARE

PC전용뷰어 및 스마트폰, LCD 재생
PC전용뷰어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녹화영상재생, 다양한 정보 및 설정 변경 가능

펌웨어 자동 업데이트
제품성능 향상을 위한 꾸준한 펌웨어 지원
Wi-Fi 연결을 통한 간편한 업데이트

전/후방 지능형 시큐리티 LED
전방 및 후방 고휘도 보안 LED 탑재로 
차량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여 줍니다.

음성녹음 및 음성안내
고감도 마이크로 생생한 오디오 녹음
스피커를 통한 선명한 음성 안내

외장형 GPS
GPS 장착으로 시간, 위치, 속도, 방향 등 운행정보 제공
GPS 연결시 ADAS 기능 활성화

다양한 녹화 모드 제공
자동 주차모드 및 움직임 감시 제공
충격녹화, 주행녹화 등 다양한 녹화 모드 제공

나이트비전 기능
야간 촬영에 특화되어 더욱 밝고 선명한 화질의
녹화영상 제공. On/Off 설정 가능

ADAS -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
차선이탈감지 LDWS, 전방추돌경보 FCWS
앞차 출발 알림 FVDW 기능 

720P



5. 제품 구성품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 거치대

정품 MicroSD 카드 후방카메라 연결 케이블

사용설명서

구성품의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구성품은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 구성품은 아이로드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외장형 GPS 안테나

상시전원케이블

Wi-Fi 동글 시거전원케이블

거치대

아이로드 TR7 기본 구성품

아이로드 TR7 별도 구성품

카드리더기

아이로드 TR7

사용설명서

구성품의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구성품은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메모리 카드(기본 16GB)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16



6. 각 부의 명칭

1 전방 카메라 렌즈

2 전방 보안 LED

3 전방 거치대/양면테이프

4 전방 거치대 각도 조절부

5 3.5인치 터치 LCD

14 후방 케이블 연결 단자

15 후방카메라 보안 LED

16 후방카메라 렌즈

17 후방카메라 거치대/양면테이프

11 메모리 카드 슬롯

12

13

전원 버튼

Wi-Fi USB 동글 슬롯

7 REC LED

8 전원 연결 단자

9 후방 카메라 연결 단자(V-IN)

10 GPS 연결 단자

6 GPS LED

5

7
6

13

12

11

8 109
15 16

17

14

3

4

1

2



7. 제품사양

제품명

이미지 센서

CPU

해상도, 프레임, 화각

LCD

와이파이(Wi-Fi)

전원 버튼

ADAS

음성 입력 / 출력

비디오 / 오디오 압축

진동센서

외장 GPS센서

저장매체

녹화모드

상시전원(저전압차단)

전원

동작 / 보관온도/습도

LED

뷰어

어플리케이션

아이로드 TR7

2.0 Mega Pixel Image Sensor

ARM Cortex-A7 MP-Core Processor V3

전방 Full HD 1920x1080p 30fps, 후방 HD 1280x720p 30fps / 전방 142˚, 후방 135˚

TN 터치 패널

외장 와이파이(Wi-Fi) 지원 - 스마트폰 재생 및 설정,  펌웨어 자동 업그레이드

전원 On/Off, LCD 터치보정, Wi-Fi On/Off

차선이탈감지 LDWS, 전방추돌경보 FCWS, 앞차출발알림 FVDW

MIC 내장 / 고감도 스피커 내장

H.264 / ADPCM

3축 가속도 센서 (외부 충격에 의한 이벤트 녹화)

구글맵과 연동하여  위치 및 속도 확인, ADAS기능 활성화 (Option)

Micro SD 메모리 지원 (최대 256GB SDXC 지원)

상시/이벤트, 주차모드/모션 디텍트

상시전원(저전압차단) 기능 내장

DC 12V / 24V

-30 ~ 75˚c  / -30 ~ 90˚c / 10 ~ 95%

전후방 고휘도 LED 내장

아이로드 PC 전용뷰어 : Windows 7/8/10(32bit/64bit지원), Mac(OSx10.7 64Bit 이상)

IROAD App (Android 6.0이상, iOS 10.0이상)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설치하기

전방카메라는 룸미러 뒤 또는 좌,우에 설치를 권장합니다.
후방카메라는 뒷 유리 상단 중앙에 설치를 권장합니다. 

중앙설치가 힘들 경우, 룸미러 좌,우측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이 아닌 곳에 설치될 경우 녹화영상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설치할 위치에 이물질등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으십시오.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1. 전방과 후방카메라 설치할 장소에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마른 수건이나 티슈로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

2. 제품을 부착해 주세요.
      (전방카메라와 후방카메라의 부착테이프를 제거 한 후 렌즈가 전방, 후방을 주시하는 방향으로 부착)

3. 후방카메라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전방 REAR CAMERA 단자와 후방 연결단자를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설치장소 확인하기거치대 연결하기

제품 설치

투명 거치대(       번)를 상단 거치대 연결부 (       번)에
정렬 후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서 고정해 주세요. 

1 2

1

2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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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C

메모리 카드 슬롯에 “딸깍”소리가 날 때까지 메모리 카드를 밀어 넣어 주십시오.
메모리 카드를 처음 사용 시 또는 포맷이 된 경우 

파일시스템 생성 및 메모리 카드 점검으로 인해 3~5분 동안 대기 상태가 됩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안내 음성이 나오고 녹화가 시작됩니다.

메모리카드 삽입 방향을 확인 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단 GPS단자와 연결해 주세요.
GPS안테나를 연결하시면 속도, 위치등 운행정보가 기록됩니다.

외장 GPS안테나 부착시, 전방 기기와 거리를 두고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설치

외장 GPS 연결하기 메모리카드 삽입하기

GPS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전방 카메라 DC-IN 단자에 전원케이블 연결해주세요

5. 전원케이블 반대편은 차량 휴즈 또는 시거잭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상시전원 연결 방법은 각 국가 별 홈페이지 (1페이지 참조) 의 FAQ 또는 
     설명서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6.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녹화를 시작합니다”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며 동작합니다.

7. 후방케이블 및 전원선등을 정리한 후 마무리 합니다.

     

16

16



10. 상시전원 연결 방법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주차감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배터리 전압 체크 기능이 제품에 내장되어 있으며. 

주차 감시 녹화를 하실 경우에는 전원을 차량 휴즈의 상시 전원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차량배터리 노후 상태 및 온도등의 요인으로 전원 차단이 빨리 될 수 있으며, 장시간 차량을 주차하실 경우 반드시 제품 본체 전원잭을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연방전등으로 인해 차량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배터리가 노후되었거나, 겨울철에는 전압을 올려 셋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0페이지 참조)

 

차량 내부(운전석 아래등)에 있는 휴즈 박스를  열어 전기테스터기등을 이용하여 장착할 휴즈를 찾습니다. 
[VCC]선:차량 KEY OFF시 전류가 흐르는 휴즈와 연결, [ACC]선:차량 KEY OFF시 전류가 흐르지 않는 휴즈와 연결

확인된 차량 휴즈와 [VCC], [ACC]선을 연결한 후 다시 휴즈박스에 끼웁니다.

차체에 [GND]선 연결을 합니다.
[GND]선은 반드시 차체 철재에 연결하셔야 합니다. (대쉬보드등에 연결된 볼트와는 연결하지 마세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제품에 전원을 연결하고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하신 뒤, 케이블을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1

2

3

4

+

VCC, ACC, GND 선의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설치하여 주십시오.
상시전원케이블에 더 자세한 연결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제품 설치시에는 설치 전문기술자의 도움을 통해 설치하여 주십시오. 

1 2 3

상시전원(휴즈케이블) 이란?

상시전원(휴즈케이블)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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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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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품 조작 방법

전원 ON

전원 OFF

외장 GPS

Wi-Fi 사용자 등록

- 제품 설치 후 시동을 켜거나 상시 전원 연결 시 모든 LED가 켜집니다.
- “녹화를 시작합니다.” 안내음과 함께 녹화 LED만 켜지면서 상시 녹화가 시작합니다. 
- 외장 GPS가 연결이 안된 경우 GPS LED는 꺼져 있습니다.

- 자동차 시동이 꺼지거나, 상시 전원 케이블을 빼면 모든 LED가 꺼집니다.

- 외장 GPS 연결 시 GPS LED가 깜박이며, 3D 수신 상태가 되면 GPS LED가 켜져 있습니다.
- 외장 GPS 체결 시 LED가 켜지지 않으면 체결 부위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Wi-Fi 버튼을 누를 경우 등록 대기 모드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 2분 동안 연결이 없을 경우 자동 해제되며, 버튼을 다시 누를 경우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제품조작방법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버튼 기능 안내

버튼 기능 안내1

전원 OFF

※ ‘와이파이 OFF’시 대기 전력이 0.3w 줄어들어 기기 구동 시간을  약 10% 늘려 줍니다.
※ ‘와이파이 ON/OFF’ 는 와이파이의 전원을 ON/OFF 하는 기능으로 ‘와이파이 등록 버튼’과 혼돈하지 마세요.
     스마트폰과 연결시에는 기본 셋팅인 와이파이 ON 상태에서 ‘와이파이 등록 버튼’ 을 누르셔야 스마트폰(App)과 연결됩니다.
※ 이전에 등록한 스마트폰은 와이파이의 전원을 끄고 키더라도 기기를 재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Wi-Fi ON/OFF 기능의 기본 설정값은 ON 입니다. 
 

전원 ON

Wi-Fi OFF

Wi-Fi ON

-       버튼을 5초간 눌러줍니다.
- “시스템을 종료합니다.”라는 안내멘트와 함께 전원이 꺼집니다.

-       버튼을 5초간 눌러줍니다.
- “녹화를  시작합니다.”라는 안내멘트와 함께 전원이 켜집니다.

-       버튼을 1.5초간 누르고 뗍니다. “삑!” 부저음이 나옵니다.
- “Wi-Fi 전원이 해제되었습니다” 안내멘트와 함께 Wi-Fi 전원이 OFF됩니다.

-       버튼을 1.5초간 누르고 뗍니다. “삑!” 부저음이 나옵니다.
- “Wi-Fi 전원이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와 함께  Wi-Fi 전원이 ON됩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버튼 기능 안내

버튼 기능 안내2

터치 보정
-        버튼을 1.5초씩 3회 누르고 뗍니다. “삑!” 부저음이 나옵니다.
- 터치보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녹화모드

일반녹화

충격 녹화

주차 녹화

움직임 녹화

- 전원이 연결되면 무조건 상시 녹화가 시작됩니다.
- 시큐리티 LED는 약 1초 간격으로 움직입니다.

- 운전 중 사고 순간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내장된 센서가 감지되어 녹화 LED가 깜박거리며 
   이벤트 녹화 모드로 기록 됩니다.
- 이벤트 녹화가 끝난 후 자동으로 상시 녹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 주차모드 일 때 차량 전방 3m안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면 움직임 녹화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나 불빛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시큐리티 LED가  빠르게 깜빡거립니다.
- 움직임 녹화가 끝나면 다시 주차모드로 전환됩니다.

- 주차모드 지정 후 ACC 전압 해제 시 5초 뒤 자동으로 주차모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 10프레임으로 녹화하여 녹화 시간을 연장시킵니다.
- 시큐리티 LED는 약 1초 간격으로 움직입니다.
- ACC 전압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상시 녹화로 전환됩니다.

녹화종류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음성안내

음성안내 1

녹화 시작

시스템 종료

스마트폰 등록대기모드 활성화

스마트폰 등록 완료

스마트폰 등록대기모드 비활성화

Wi-Fi가 없을시

스마트폰 접속

스마트폰 접속 해제

Wi-Fi 전원 연결(전원버튼기능)

Wi-Fi 전원 해제(전원버튼기능)

이미 등록된 스마트폰 등록시도

GPS 데이터 정상 수신

메모리 덮어쓰기 OFF시

재생목록 진입시

재생목록 진입 해제시

주차모드에서 일반모드로 전환시

녹화가 되지 않을시

주차모드로 전환시(Acc off)

주차 충격 이벤트 알림

녹화를 시작합니다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등록대기모드 입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대기모드가 해제되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접속 되었습니다.

사용자 접속이 해제 되었습니다.

와이파이 전원이 연결되었습니다.

와이파이 전원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미 등록된 스마트 폰 입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녹화 되지 않습니다. 덮어쓰기 설정을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검색을 시작하여 녹화를 일시 중지합니다.

녹화를 재시작합니다.

운행모드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영상이 입력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모드로 녹화합니다.

주차 중에 충격 이벤트가 발생 했습니다. (주차 후 충격이 있을 경우에만 멘트발생)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음성안내

음성안내 2

LBP Cut Off 동작시

LBP Cut Off 동작 후 기기 동작시

후방카메라 연결

후방카메라 연결 해제

후방카메라 손상시

후방카메라가 녹화 되지 않을시

후방카메라가 없을시

대기모드로 진입시

설정을 변경하였을시

와이파이 등록대기모드 비활성시

SD카드가 손상되 장비가 인식 못할경우

SD카드를 포맷할시

SD카드가 손상되어 녹화하지 못할경우

SD카드가 없을시

FW 업데이트 파일이 손상된경우

FW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경우

음성녹음 비활성화시

음성녹음 활성화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이 재가동 되었습니다. (배터리 보호)기능으로 꺼진후 재 가동시 멘트발생

후방카메라가 연결되었습니다.

후방카메라에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후방카메라가 손상되었습니다.

후방카메라에 영상이 입력되고 있지 않습니다.

후방카메라 연결을 확인하세요.

대기모드로 전환합니다.

설정이 변경되어 재부팅합니다.

스마트폰 등록을 위해 블랙박스의 와이파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SD카드가 손상되어 재시작 합니다. 계속 발생시 SD카드를 교체하십시오

SD카드를 포맷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SD카드가 손상되어 녹화할 수 없습니다.

SD카드가 없습니다.

프로그램파일이 손상되어 설치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 중입니다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음성녹음을 중지합니다.

음성녹음을 시작합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메모리 저장 안내

Config Data Event ViewerUpdate

Config

Data

Event

Update

Viewer

제품 시스템 관리 폴더
- Log.txt : 장비의 동작 상태를 로그 파일로 저장시켜둡니다.
- System.cfg : 장비의 시스템 설정값을 저장합니다.
- Version.ini : 장비의 버전 정보 등을 저장합니다.

상시(일반) 녹화 폴더
- 녹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카드 용량에 따라 파일 개수가 차이가 나며, 미리 공간 확보를 위해 만들어 놓습니다.
- 주차 녹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충격) 녹화 폴더 (이벤트 비율 할당 시 생성)
- 이벤트(충격, 주차중 움직임) 데이터가 저장됩니다.(이벤트 비율 할당 시 생성)

장비 펌웨어 업데이트 폴더
- 펌웨어 업데이트 자료를 이 폴더에 저장하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PC 전용 뷰어 설치 파일

메모리 폴더 내용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 펌웨어 업데이트

PC 플레이어를 설치하면 실행 시 첫 화면에 위 그림과 같이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먼저 인터넷 연결과 메모리 카드가 PC에 삽입이 되어야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펌웨어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메모리 카드“update” 폴더에 업그레이드 파일이 복사됩니다.

복사가 완료된 Micro SD 메모리를 블랙박스에 장착하세요. 이때 전원은 차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착이 완료된 후 전원을 연결해 주십시오.

중간에 전원 부족으로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부팅이 되면 안내음과 함께 모든 LED가 깜박이면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재부팅을 하며 정상 작동합니다.

1 .

2 .

3 .

4 .

5 .

6 .

PC전용뷰어를 통한 업데이트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 펌웨어 업데이트

먼저 스마트폰에 제품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IROAD 어플 실행 후 사이드 메뉴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업데이트 선택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 펌웨어 업데이트 시 데이터 요금 부과에 주의하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시작되며 제품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업데이트 진행 중에 휴대폰 전원을 끄시거나 제품 전원을 끄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재부팅하여 녹화를 시작합니다.

1 .

2 .

3 .

4 .

5 .

[업데이트 메시지]

Wi-Fi 스마트폰 자동 업데이트

펌웨어

최신 펌웨어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예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펌웨어 업데이트

Update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메모리를 제거하여 리더기에 장착 후 PC에 연결하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펌웨어를 Micro SD 메모리 폴더에 있는“update”에 복사하십시오.

복사가 완료된 Micro SD 메모리를 블랙박스에 장착하십시오.

중간에 전원 부족으로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시동을 ON 시킨 후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부팅이 되면서 안내음과 함께 모든 LED가 깜박이면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재부팅을 하며 정상 작동합니다.

1 . 

2 .

3 .

4 .

5 .

6 .

7 .

펌웨어 수동 업데이트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메인화면

메인화면

제품이 다 켜지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위와 같은 화면이 LCD에 출력됩니다.

대기모드 버튼을 터치한 후 오른쪽과 같이 재시작 화면이 나오면 SD카드를 안전하게 제거 하실 수 있습니다. 
SD카드를 다시 넣고 재시작 버튼을 누르면 재부팅 후 녹화가 됩니다.
※전원을 끄는 것이 아닌 블랙박스 기능만 종료하므로 안전모드로 약 1시간 이상 방치시 배터리 방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녹화영상을 재생합니다.

현재영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설정값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면 LCD화면이 꺼집니다. 화면이 꺼진 뒤 아무곳이나 터치하면 다시 켜집니다.

Wi-Fi 버튼을 터치하면 등록대기모드 안내음성이 나옵니다. 2분동안 연결이 없을 경우 자동 해제되며,
버튼을 다시 터치하면 안내음성이 나옵니다.

SD카드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시스템을 종료하는 버튼입니다.

재생

실시간 영상

설정

화면끄기

Wi-Fi

대기모드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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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상재생

영상재생

하단의 탭으로 녹화 목록을 정렬 할 수 있습니다.

위,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 혹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원하는 리스트를 터치하면 오른쪽 같은 화면이 나오며 영상이 재생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재생 버튼을 터치하면 재생 리스트 화면이 나옵니다.

※재생 시 제품 안정화를 위해 저장 녹화하지 않으며, 메인화면으로 나오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2018  10/24  10:30  12.4V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 실시간 영상

실시간 영상

메뉴 화면에서 실시간 영상 버튼을 누르면 현재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AS 기능 작동 중에는 실시간 PIP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전방, 후방영상, PIP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뒤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메인메뉴로 돌아갑니다.

2018  10/24  10:30  12.4V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 카메라

카메라1

설정 화면의 전방, 후방 버튼을 터치하면 카메라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설정 화면에서 녹화 > 전방설정 버튼을 터치하면 전방 카메라의 해상도, 밝기, 나이트비전, 이벤트(FPS), 일반(FPS)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비전은 야간 녹화 화질을 개선해주며 전방 카메라에서만 설정 가능합니다.

IROAD TR7 모델은 전방 카메라 해상도 1080P, 후방 카메라 해상도 720P 고정입니다.

후방 설정에서            버튼을 누르면 후방영상이 미러링되어 녹화됩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 카메라

카메라2

이벤트FPS(초당 프레임)값보다 일반FPS값이 더 클 수 없습니다. 더 크게 설정 후             홈 버튼 터치시  위와 같은 메세지가 나오며, 

이벤트와 일반 FPS값이 동일하게 됩니다.

변경된 설정값의 저장은 메인화면으로 복귀할 때 이루어 집니다.  

           홈 버튼을 통해 반드시 메인화면(초기화면)으로 돌아가셔야 설정값이 변경됩니다. 

설정값 변경시 시스템이 재부팅된 후 적용됩니다. (일부 설정은 재부팅 없이 바로 적용 됩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 시간설정

시간설정

설정 화면의 시간 버튼을 터치하면 날짜/시간, 자동 재부팅 시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 설정

자동재부팅 설정

날짜/시간 버튼을 터치하면 날짜와 시간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터치하면, 화살표가 생겨나고 화살표를 터치하여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동 재부팅 버튼을 터치하면 재부팅 설정을 On/Off 할 수 있고, 재부팅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시간대 설정 표준시간대 버튼을 터치하면 제품을 사용하는 나라,  지역에 맞는 시간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량조절 버튼을 터치해서 오디오 음량을 낮음, 기본, 높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녹음

음성안내

버튼을 터치해서 오디오 녹음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음성안내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의 사운드 버튼을 터치하면 음량 조절 및 오디오 녹음, 음성 안내 설정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27. 사운드

사운드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ADAS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추돌 경보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앞차 출발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차선이탈감지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ADAS 기능

추돌 경보

앞차 출발

차선이탈감지

28. ADAS

기능 설정

설정 화면의 ADAS > 기능 설정 버튼을 터치하면 ADAS기능, 추돌경보, 앞차출발, 차선이탈감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AS기능은 외장 GPS를 연결했을때 사용 가능합니다.

외장 GPS를 연결하지 않고 ADAS 버튼을 터치하면, GPS를 연결하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낮음, 기본, 높음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낮음, 기본, 높음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차선이탈감지 기능이 활성화되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청색과 적색 가이드 라인을 보닛의 중앙과 끝에 맞춰줍니다.

차선이탈감지 민감도

추돌감지 민감도

차선이탈 감지 속도

가이드화면 들어가기

29. ADAS

세부 설정

설정 화면의 ADAS > 세부 설정 버튼을 터치하면 차선이탈감지 민감도, 추돌감지 민감도, 차선이탈 감지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버튼 터치 후 화살표가 생겨나면 화살표 터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주차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부저음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충격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움직임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녹화시간

주차

부저음

충격

움직임

30. 이벤트

이벤트

설정 화면의 이벤트 버튼을 터치하면 녹화시간(이벤트 후 녹화시간), 주차, 부저음, 충격, 움직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 화면의 충격/LED 버튼을 터치하면 시큐리티LED와 충격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시큐리티LED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낮음, 기본, 높음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큐리티LED

충격민감도

31. 충격 / LED

충격 / LED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전압관리

LBP

시스템 설정 > 전압관리에서 LBP 버튼을 터치하면 LBP, 겨울철LBP, POWER OFF 전압값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LBP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겨울철 LBP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11월 ~ 3월까지 차단 전압이 12.3V로 자동 고정됩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Power Off 전압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BP

겨울철LBP

POWER OFF

구분                                                     설정 가능 전압(v)

11.3              11.5               11.8                   12                 12.3
23.3              23.5               23.8                   24                 24.3

Power Off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3. 전압관리

자동꺼짐 타이머

시스템 설정 > 전압관리에서 자동꺼짐 버튼을 터치하면 타이머 설정과 고온차단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타이머 기능 On/Off 및 자동꺼짐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모드 진입 이후 설정된 고온(75º) 도달 시 제품 보호를 위해 전원이 차단됩니다.

타이머

고온차단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일반 메모리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덮어쓰기 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SD카드를 포맷하며 완료 후 시스템이 자동 재부팅 됩니다.

이벤트 & 일반

덮어쓰기

포맷

※이 설정을 변경하신 후 저장하시면 녹화된 데이터가 모두 지워집니다.

34. 메모리

메모리

시스템 설정 화면의 메모리 버튼을 터치하면 메모리 비율 조절 및 덮어쓰기, 포맷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5. LCD

LCD 자동꺼짐

원하시는 값을 터치하면, 해당 값이 체크되고 홈 버튼을 눌러 설정 값을 저장합니다. 

항상켜기(시계)를 선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날짜, 시간, 전압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항상켜기(실시간영상)을 선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자동꺼짐시간

시스템 설정 > LCD에서 LCD 자동꺼짐 버튼을 터치하면 자동꺼짐시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항상켜기를 선택한 후에는 메인메뉴의 화면끄기 기능이  실행되지 않으며, LCD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6. LCD

터치보정

LCD 터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터치보정을 실시합니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십자선의 중앙을 순서대로 터치하세요.

터치보정

시스템 설정 > LCD에서 터치보정 버튼을 터치하면 LCD 터치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터치 보정을 시작합니다.
십자가 모양의 중앙을 터치하세요.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7. 버전

버전

시스템 설정 화면의 버전 버튼을 터치하면 현재 블랙박스와 앱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G 버튼을 누르면 제품 동작과정에 발생한 이벤트 기록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 설치 및 실행

1. Micro SD 메모리를 처음 사용하거나 포맷한 Micro SD일 경우, 뷰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제품에 Micro SD 메모리를 삽입하시고 제품 전원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에 따라 녹화시작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3~5분 동안 데이터 파일시스템 생성(모든 LED가 깜박이며 정상 부팅 후 녹화가 시작되면 REC LED가 켜져있습니다.)을 위해 
   작업 중이니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Micro SD 메모리를 제거하신 후 PC에 삽입하세요.
4. Micro SD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Viewer.exe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1.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림처럼 최신 버전 확인 창이 뜹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을 시 창은 뜨지 않고 IROAD VIEWER가 실행됩니다.

2. 뷰어 실행을 누르시면 뷰어가 실행됩니다.

3. 파일 열기- 뷰어에서 파일 열기 버튼           을 클릭하시면
    그림처럼 폴더 찾아보기 창이 나옵니다. 이동식 디스크를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PC전용뷰어 설치

프로그램 실행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39. PC전용뷰어 항목별 명칭

녹화 영상 재생

메뉴

썸네일

차선 그리기

출력(프린트)

백업

설정

파일 열기

재생, 정지

이벤트 반복 재생

한 프레임 재생

이전, 다음 이벤트

전방 / 후방 영상 관련

전방, 후방 영상 전환

전방, 후방 영상 2분할

전방, 후방 영상 PIP

컬러 흑백모드 전환

1

6 7

6

7

8

1 5

2 8

9

10

910

11

3

4 5

4

2

3

전방 및 후방 영상 재생 화면

구글 지도(GPS 연결시 동작)

파일 목록 정보 표시

재생 속도 조절

11
소리 조절

G센서(가속도) 그래프

속도계(GPS 연결시 동작)

GPS수신창(GPS 연결시 동작)

PC전용뷰어 항목별 명칭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0. 전방 및 후방영상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방 및 후방 영상이 
전환되어 보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방 및 후방 영상이 
2개로 분할되어 보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방 및 후방 영상이 
PIP 분할되어 보입니다.

전방 및 후방 영상보기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1. 화면 전체확대 및 부분확대

메인 화면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다시 좌측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재생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대경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화면으로 이동 시에는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신 후 
옮기시면 됩니다.

다시 우측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확대경이 사라집니다.

화면 전체 확대

화면 부분 확대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2. 이벤트 반복 설정 및 OSD

- 메인 화면에서 이벤트 반복 재생 아이콘          을 클릭하면
   구간반복 창이 활성화됩니다.

- 시작 위치 및 종료 위치 시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을 반복 재생합니다

- 구간 반복 기능은 한 재생 구간에서만 가능합니다.

구간 반복

시작위치설정 종료위치설정

16:29:58 16:30:02
해제

- 재생 시 영상 왼쪽 하단에 시간과 날짜, 속도가 표기됩니다.

- 시간과 날짜 표기는 모든 백업 파일에 적용됩니다.

2018/06/01  02:33:04PM 16.4V  25km Unknown

이벤트 반복 재생

OSD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3. 섬네일 및 차선그리기

- 메뉴에서 섬네일 아이콘          을 클릭하면 섬네일 기능으로
   전환이 됩니다.

- 총 16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고, 한 장씩 각각의 화면을 
   보여 주게 됩니다.

- 특정 영상 화면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화면만 
   Full Screen으로 확대가 됩니다.

- 재생 시 한 Frame씩 1~16번 순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 화면 복원 아이콘           을 클릭하면 원래 화면으로 복원됩니다.

- 메뉴에서 차선 그리기 아이콘           을 클릭하면 차선 그리기 기능으로 
   전환이 됩니다.

-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 한 차선을 영상에 적용합니다.

- 기능 해제는 차선 그리기 아이콘을 한번 더 클릭 하시면 됩니다.

차선 그리기섬네일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4. 백업

백업 설정

취소다음(N)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채널 선택 오디오 유/무
오디오

백업데이터 경로

찾아보기c:\user\gateam\document\20140924_090044.avi

날짜/시간 이벤트

2016/06/21 19:29:55 충격

일반

충격

일반

일반

주차진입

주차

취소

AVI

멀티 AVI 백업

JDR

멀티 JDR 백업

JEPG

BMP(워터마크)

충격센서

선택

적용

백업 방식 설정 백업 설정

취소

백업 정보

마침

백업 완료

0 % 100 %

- 메뉴에서 백업 아이콘           을 클릭하면 됩니다.

- 백업에는 이미지백업(JPEG, BMP), AVI백업, 멀티 AVI백업, JDR백업, 멀티 JDR백업, 충격센서 백업이 있습니다.

- AVI 동영상은 재생 프로그램인 Windows Media Player나 Gom Player 등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 JDR 백업은 전용 뷰어에서만 재생이 가능합니다.

-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뷰어 또는 그림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AVI, JDR 백업-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신 후 백업 버튼을 클릭하세요.

- 오디오 저장을 원하시면 체크하신 후 데이터 경로를 지정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백업 진행을 합니다.

- AVI 백업은 변조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atermark Proofer 프로그램을 실행 “열기”버튼을 선택하여 백업된 파일의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업

2017/12/27 19:29:55

2017/12/27 19:30:15

2017/12/27 19:30:45

2017/12/27 19:30:55

2017/12/27 19:31:27

2017/12/27 19:32:02

2017/12/27 19:32:22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5. 시스템 설정

일반 - 일반녹화의 1초당 저장 가능한 프레임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벤트 - 이벤트녹화의 1초당 저장 가능한 프레임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밝기 조절 - 녹화 영상 밝기를 조절합니다.
- 어둡게 / 기본 / 밝게의 3단계로 설정 변경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 좌우반전 - 후방카메라를 좌우반전하여 저장이 가능합니다. 

나이트 비전 - 나이트비전을 ON/OFF 변경 가능합니다. 

오디오 녹음 - 저장 데이터에 오디오 사용 유무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이벤트 부저음 - 이벤트 발생 시 스피커 울림 / 안 울림 설정을 합니다.

자동 재부팅 - Micro SD 메모리 점검을 위해 자동 재부팅하는 기능입니다.

보안 LED - 보안 LED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설정

고온시 전원 차단 - 주차모드 진입 이후 고온(75℃) 도달 시 제품 전원 차단을 

                                  설정 하는 기능입니다. 

Km / Mph 표시

자동꺼짐 타이머 사용 - 주차모드 진입 이후 설정된 타이머를 통한 전원 차단을

                                           설정 하는 기능입니다.

타이머 설정 - 자동꺼짐 타이머 시간설정이 가능합니다. 

표준 시간대 - GPS 수신과 저장 시간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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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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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정(H:/config/system.cfg)

취소확인 

카메라 설정

전방 카메라

일반(fps)

이벤트(fps)

밝기 조절

후방 카메라

30

30

기본

일반(fps)

이벤트(fps)

밝기 조절

30

30

기본

오디오 녹음

사용함 사용안함

후방 카메라 좌우반전

사용함 사용안함

나이트 비전

사용함 사용안함

보안 LED

사용함 사용안함

고온시 전원 차단

사용함 사용안함

표준 시간대

(GMT +09:00) 서울,오사카,삿포르,도쿄

일광 절약 시간제로 인한 시간 변동을 자동 조정

 자동 재부팅

오전 03:00

안정적인 동작을 위하여 하루에 한번
리부팅합니다.

Km/h / Mph

Km/h Mph

기본값불러오기

시스템   이벤트   ADAS   사용자 설정   이동식 디스크   버전시스템

1

2

3

6

4 5

9

12

8

이벤트 부저음

울린다 안 울린다

7

11

10

자동꺼짐 타이머 사용

사용함 사용안함

타이머 설정

시간 : 48 시간

12 13

시스템 설정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6. 이벤트 설정

이벤트 - 충격 / 주차 / 움직임 이벤트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벤트 녹화 시간
- 이벤트 후 녹화 : 이벤트 발생 후 지정된 시간으로 녹화가 2~30초간 진행됩니다.

충격 - 충격 민감도를 조절합니다.(G-센서)

주차 - 주차 진입전 충격 민감도를 조절합니다.(G-센서)

이벤트 저장 용량 - 일반 및 이벤트 폴더 저장 용량 비율을 설정합니다.

1

2

3

4

5

설정(H:/config/system.cfg)

취소확인 

충격

민감도 보통

이벤트 저장 용량

0%

주의 : 이 설정을 변경하면 녹화된 데이타가 모두 사라집니다.

이벤트 100% 일반

기본값불러오기

시스템   이벤트   ADAS   사용자 설정   이동식 디스크   버전이벤트

이벤트

충격

주차

움직임

주차 전 충격

민감도 보통

이벤트 녹화 시간

이벤트 후 녹화 20 초

1                                 30

1 2

3

4

5

이벤트 저장 용량 비율을 변경 후 전원인가 시 항상 Micro SD 메모리를 
강제 포맷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중요 녹화 데이터는 미리 백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벤트 설정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7. ADAS 설정

ADAS 사용 - ADAS기능 사용함, 또는 사용 안 함 설정

차선이탈감지 - 차선이탈감지 기능 사용함, 또는 사용 안 함 설정

앞차출발 - 앞차출발알림 기능 사용함, 또는 사용 안 함 설정

추돌경보 - 추돌경보 기능 사용함, 또는 사용 안 함 설정

차선이탈감지 민감도 - 차선이탈감지 민감도를 조절합니다.

추돌감지 민감도 - 추돌감지 민감도를 조절합니다.

차선이탈감지 속도 - 차선이탈감지 기능이 작동할 속도를 설정합니다.

1

2

ADAS 설정

설정(H:/config/system.cfg)

취소확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사용 차선이탈감지

사용함

사용안함

차선이탈감지 민감도

민감도  : 보통

추돌감지 민감도

민감도  : 보통

차선이탈감지 속도

감지속도  : 50km/h

기본값불러오기

시스템   이벤트   ADAS   사용자 설정   이동식 디스크   버전

사용함 사용안함

앞차출발

사용함 사용안함

추돌경보

사용함 사용안함

ADA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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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8. 사용자 설정

차량 정보 - 사용하시는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운전자 정보 - 운전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시리얼 정보 - 제품 시리얼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정보
- 저장되는 파일들이 암호로 저장되어 본인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ID - 메인화면 로그인 ID를 입력합니다.(기본값 admin)
- 비밀번호 -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기본값 없음)

LBP(상시전원/저전압 차단 기능)
자동차 방전 방지 기능 - 원하시는 차단 전압을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아래에 표시된 전압값은 대형차량용 전압값입니다.

시간 설정
외장 GPS 연결이 안 된 경우 수동으로 장비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차량에 장착 시간을 계산하셔서 시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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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H:/config/system.cfg)

취소확인 

차량 정보

차량 정보

운전자 정보

시리얼 정보

기본값불러오기

시스템   이벤트   ADAS   사용자 설정   이동식 디스크   버전사용자 설정

사용자 정보

사용자 ID

비밀번호

admin

LBP

Auto
Power OFF

Winter LBP

        11.3V        11.5V        11.8V        12.0V        12.3V
        23.3V        23.5V        23.8V        24.0V        24.3V

사용함                      사용 안함

시간 설정

2018-09-24   오후  03:18

1

2

3

4

5

6

※ 사용자 정보는 개인 정보 공간입니다. 정보 유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경우 뷰어 메인 화면으로 로그인이 안 되며 영상을 볼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설정

        11.3V        11.5V        11.8V        12.0V        12.3V
        23.3V        23.5V        23.8V        24.0V        24.3V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49. 이동식 디스크

설정(H:/config/system.cfg)

취소확인 

이동식 디스크

드라이브 선택

H:/ 디스크명 :

전체 공간 :

남은 공간 : 

드라이브 정보

H:/

14.91

488.94

GB

MB

기본값불러오기

시스템   이벤트   ADAS   사용자 설정   이동식 디스크   버전이동식 디스크

복구 드라이브 포맷

Micro SD 메모리에 오류 발생 시 복구 및 포맷을 하는 기능입니다.

작업 전에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백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장착된 Micro SD 메모리 드라이브를 선택하세요.
-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하세요.
- 드라이브 포맷은 저장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메모리 카드는 장시간 사용 시 속도 저하가 많이 일어납니다.

메모리 카드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 1회 또는 월 2~3회 정도는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거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디스크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50. 버전 정보

OS - 제품 OS 정보를 표시합니다.

S/W VER - 제품 소프트웨어 정보를 표시합니다.

VIEWER - 뷰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최신 펌웨어/최신 뷰어 

최신 버전의 확인을 위해“최신 버전 확인”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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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H:/config/system.cfg)

취소확인 

버전

OS         : 2018-07-12

S/W VER : 3.0.5.0(2018-07-23)

VIEWER   : 3.9.9.9(2018-07-17)

기본값불러오기

시스템   이벤트   ADAS   사용자 설정   이동식 디스크   버전버전

최신 펌웨어

최신 버전을 확인 하세요.

최신 뷰어

최신 버전을 확인 하세요.

최신 버전 확인

1

2

3

4

5

- 펌웨어 업데이트는 인터넷과 메모리 카드를 연결 후 진행해 주십시오.

- 메모리 카드 없이 다운로드했을 경우, 

   다운로드한 파일을 메모리 카드 폴더에 있는“update”에 복사하세요.

버전 정보
본 뷰어의 설정 및 기능은,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51. 스마트폰 연동

- 안드로이드와 iOS를 지원합니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IROAD”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폰 사양에 따라 실시간 영상과 재생 영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에는 사고 위험이 있으니 안전 운전을 위해 운행 중 사용을 금합니다.(항상 주/정차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Wi-Fi USB 동글은 별도 판매합니다.

- 제품의 Wi-Fi 버튼을 눌러 안내 음성 (“등록 대기모드입니다”)을 확인해 주십시오.

- 스마트폰에 처음 연결 시 제품을 찾지 못할 경우 휴대폰 Wi-Fi 신호 세기 또는 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Wi-Fi 고급 설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확인] 메뉴가 “On”상태이면 “Off”로 변경하여 재시도해 주십시오.
   Wi-Fi “신호 세기(감도)설정”에서 전체를 설정하신 후 재시도해 주십시오.

- 수신 감도에 따라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내부에서 접속하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Fi 연결 시 휴대폰 기종마다 저장 프레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 해제가 되면 자동 복구(저장 프레임) 됩니다.

아이로드 스마트 매니저 어플

사용하시기 전에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2. 스마트폰 연결 방법

1.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에서 Wi-Fi를 켭니다.

2. Wi-Fi 목록에서 IROAD_XXX_xxx 로 시작하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3. 암호 입력란에 [qwertyuiop]를 입력 후 연결 버튼을 누릅니다.
   (암호는 키보드 자판 2번줄 일렬입니다.)

4 . 제품의 Wi-Fi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 대기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음성 안내 :“등록 대기 모드입니다.”)

스마트폰 연결 - 애플 iOS

Wi-Fi

Wi-Fi

CHOOSE A NETWORK...

IROAD

Other...

Settings

IROAD_XXX_XXXX

Enter Password

Password

Cancel Join

Password qwertyuiop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3. 스마트폰 연결 방법

처음 어플 실행 시 접속 할 제품을 등록합니다.

-제품의 Wi-Fi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 대기 모드를 활성화 시킵니다.

STEP 1
주위에 있는 제품을 검색하며 신호세기가 강한 순서로 찾아줍니다.
(좌우 플리킹을 통해 등록할 제품을 검색하세요.)

- 검색된 제품은 이미지와 SSID, 모델명이 표시됩니다.

- 제품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STEP 2

스마트폰 연결  - 안드로이드

Add device

Please add
IROAD DASH CAM device.

12:30

Liveview

12:30

MY DEVICE : IROAD XXX
Ver 2.0.0  18.08.24

1 / 1

Add device

Please add
IROAD DASH CAM device.

12:30

Refresh

IROAD_XXX_XXXXX
Model : XXX

Signal strength : Very good

1 / 8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4. 실시간 영상 및 메인 메뉴

Liveview

MY DEVICE : IROAD XXX
Ver 2.0.0  18.08.24

1

2

3

4

5

3

1 2

4 5

사이드 메뉴 - 실시간영상,파일목록,설정,펌웨어 업데이트,도움말

도움말 - 스마트폰과 제품을 연결 할 수 있는 도움말을 제공 합니다.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가로화면 전환)

녹화 된 영상을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면 환경설정 항목을 스마트폰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변경 후 홈화면으로 진입하면 제품이 재부팅을 합니다.

실시간 영상 및 메인 메뉴

Liveview

View guide

전방, 후방 실시간 영상

뒤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전환 아이콘을 터치하면 전방, 후방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1

2

2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5. 녹화목록 및 영상재생, 저장

메인화면 하단 “녹화영상” 아이콘을 터치하면 파일목록으로 화면이 
이동됩니다.(일반녹화,이벤튼 녹화 선택)

저장 시간별로 리스트가 나옵니다.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재생이 됩니다.

녹화 영상목록

1

2

3

“화면전환” 아이콘을 터치하면 전방, 후방 녹화 영상이 전환됩니다.

영상 컨트롤 - 이전 영상/재생 및 일시정지/다음 영상

“저장”을 터치하시면 백업할 녹화 데이터로 이동됩니다.
녹화 데이터 저장 방식을 선택한 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이미지/동영상)

전방, 후방 녹화 영상 재생 및 저장

녹화목록 및 영상재생, 저장

File list more

2018/05/08 03:19:02

2018/05/08 03:18:02

2018/05/08 03:17:02

2018/05/08 03:16:02

2018/05/08 03:15:02

2018/05/08 03:14:02

2018/05/08 03:13:02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2018/05/08 03:19:02 Normal
13

2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6. 설정

전방, 후방카메라 설정

설정 - 녹화설정

Recording

Resolution

Brightness

Normal (FPS)

Event (FPS)

Night Vision

1080p, FHD

Default

30 fps

30 fps

FRONT CAM

Resolution

Brightness

Normal (FPS)

Event (FPS)

Reverse

720p, HD

Default

30 fps

30 fps

REAR CAM

영상 밝기 설정

전/후방 카메라의 일반 녹화 프레임 설정

전/후방 카메라의 이벤트(충격, 주차, 움직임) 프레임 설정

전방 카메라 나이트 비전 ON/OFF

후방 카메라 좌우반전 ON/OFF

1

2

3

4

5

1

3

2

4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7. 설정

설정 - 시간, 사운드

자동 재부팅  ON/OFF

자동 재부팅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썸머타임 ON/OFF

표준시간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1

2

3

4

Time

Auto reboot

03:00 AM

REBOOT TIME

Summer time

Timezone (GMT +09:00) Seoul...

1

2

3

4

시간 설정
볼륨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녹음 ON/OFF

음성안내 ON/OFF

이벤트 부저음 ON/OFF

1

2

3

4

Sound

Audio recording

RECORD

Voice guidance

Event buzzer

NOTIFICATION

2

3

4

사운드 설정

Volume Medium1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8. 설정

ADAS 설정

설정 - ADAS

ADAS

ADAS 사용설정 ON/OFF

차선이탈경고 ON/OFF

차선이탈 감지속도 설정 - 50km, 60Km, 70Km/h 로 변경 가능합니다.

차선이탈 감지 민감도 설정

앞차 출발 알림 ON/OFF

전방 추돌 경보 ON/OFF

추돌 감지 민감도 설정

1

2

3

4

5

6

7

ADA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FCWS

Sensitivity of FCWS High

FRONT VEHICLE START ALARM

FVDW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DWS

Speed of Lane Departure

Sensitivity of LDWS

50 Km

Medium

1

3

4

7

5

6

2

※ ADAS 기능은 외장 GPS가 연결되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외장 GPS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ADAS 설정값을 변경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9. 설정

Event

20 Seconds

EVENT RECORDING CAPACITY

이벤트 설정

설정 - 이벤트

충격감지 ON/OFF

충격 민감도 설정

주차감지 ON/OFF

주차 민감도 설정

움직임감지 ON/OFF

이벤트 후 녹화시간 설정

저장용량 설정 - 일반 및 이벤트 폴더 저장 용량 비율을 설정합니다. 
                              용량 비율 설정 후 재부팅 한 뒤에 메모리카드를 포맷합니다.

1

2

3

4

5

6

7

Motion

Impact

Sensitivity of impact Low

Parking mode

Sensitivity of parking Medium

1

3

4

5

2

Capacity

EVENT RECORDING CAPACITY

Warning: If this setting is changed, all recorded data will be removed.

40 %7

6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0. 설정

System

Info

LOW BATTERY PROTECTION

Battery protection

Power off 12 V / 24 V

Use the low voltage shutdown function to safely protect the 
car battery.

PARKING MODE TIMER

Auto off

Automatically turn off after above set time goes to protect product 
on parking mode. 

HIGH TEMPERATURE SHUTDOWN

High temperature shutdown

When the high temperature (75 °C) is reached after entering 
the parking mode, the power is cut off to protect the product.

SECURITY LED

Security LED

시스템 설정

설정 - 시스템

정보 - 운전자 정보,차량 번호 입력 및 블랙박스 모델명과 펌웨어 버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배터리 보호 - 배터리보호를 사용하시면 설정하신 차단 전압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저전압 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차량 배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보안 LED ON/OFF

고온차단 기능 ON/OFF
-주차 모드로 진입 한 후 고온 (75 ° C)에 도달하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전원이 차단됩니다.

주차 모드 시간설정
-주차 모드에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1

2

3

4

5

1

3

4

5

2

설정 및 기능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샹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1. A/S 신청전 확인사항

제품의 전원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당사에서 제공한 정품 케이블을 연결 하셨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상시케이블 연결 시 휴즈케이블 연결 방법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상시케이블 연결은 전문 장착점등에서 설치를 권장합니다.)  

1 .
2 .
3 .

촬영한 영상은 PC전용뷰어 및 LCD를 통해 재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PC플레이어 등은 특성에 따라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에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된다면 A/S 점검을 신청하세요.

1 .
2 .
3 .

후방 영상은 PC전용뷰어 및 LC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전용뷰어를 설치하신 후 재생해 주세요.
PC전용뷰어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면 제품에 전원을 끄신 후 후방잭을 
분리하였다가 다시 연결 후 제품에 전원을 인가해 주세요.

1 .

2 .

전/후방 제품 카메라 렌즈부의 이물질(지문,먼지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유리창에 장애물(썬팅 등) 및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영상의 화질은 차량 썬팅률, 역광등 주변 환경에 따라 저하될 수 있습니다.

1 .
2 .
3 .

차량배터리가 설정한 전압 밑으로 내려갈 경우 전원이 차단됩니다.
차량배터리가 노후한 상태이거나 외부 온도로 인해 전압이 일찍 차단될 
수 있습니다.

1 .
2 .

부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카드 슬롯에 메모리카드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카드를 포맷한 후 다시 작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2 .
3 .

카드리더기가 불량인지 확인해 주세요.
PC에 다른 USB포트에 카드리더기를 삽입 해 주세요.
USB멀티 허브 또는 조립PC의 경우 안정적으로 전류가 공급되지 않아 연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
2 .
3 .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 고객센터 > FAQ를 참조해 주세요.

시거잭으로 연결할 경우, 차량 시동을 끄면 제품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원이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상시케이블을 이용해 연결하셔야 합니다.

1 .
2 .

제품의 동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상시케이블 연결 시 - 주차 후 출차 시 전원꺼져 있습니다.

촬영한 동영상에 영상이 녹화 되지 않았습니다.

PC에서 메모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동을 끄면 영상이 촬영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안들어 옵니다.

촬영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후방영상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녹화된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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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제품 품질 보증서

제 품 명

구 입 일 자

Serial No.

모 델 명

구 입 처

고 객 명

연 락 처

             년            월             일

          아이로드 TR7(주식회사 재원씨앤씨)

아이로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재원씨앤씨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실시합니다.

본 제품은 엄밀한 품질관리 및 검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드립니다. 
보증서 유상수리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보증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말기(전방/후방카메라) : 1년         메모리카드, 외장형GPS : 6개월           전원케이블, 상시케이블 : 2개월            테이프류, 사은품(리더기등) : 보증제외

제품 보증 기간은 구입 일로부터입니다.(구입 영수증으로 확인, 확인 불가 시 제조일 기준 + 2개월) 

보증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증기간 이내라도 하기의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합니다.
천재지변(화재, 낙뢰, 풍수해 등)에 의한 고장 /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고장(낙하, 침수, 충격, 파손, 무리한 동작)일 경우 / 사용 전원의 이상 및 접속 기기의 불량으로 발생한 고장 /
제품의 임의 변경 및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받을 경우 / 당사의 지정 외 부품, 소모품, 옵션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반품을 원하시는 경우
제품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구입처에서 처리)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십시오, 제품 포장을 개봉하여 사용하신 제품은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를 받으시는 요령
제품 사용 도중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설명서 및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아이로드 블랙박스 서비스센터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고객상담 : 1644-3450 
QUALIFIED VIDEO RECORDER OF VEHICLES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H비지니스파크 A동 501~507호 재원씨앤씨
www.iroad.kr  /  www.iroad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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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인증 사항

기기의 명칭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년월일

제조자 / 제조국가

자동차용 사고영상 기록장치 (아이로드 TR7)

R-R-JWW-IROADTR7

2019년 10월

주식회사 재원씨앤씨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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